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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상파 방송국 CBS의 OTT 사업 확장
전략 분석

요약문

미국 지상파방송사업자 CBS의 OTT 시장 진출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CBS는 그동안
OTT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라인업을 꾸준히 강화하고 가입자 기반 유료 서비스와 광고 기
반 무료 서비스의 적절한 조합으로 매출 다변화를 시도해왔다. 이 글에서는 미국 지상파네트워
크 CBS의 온라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CBS의 OTT 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이 무
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OTT 서비스 등장 이후 시청자들이 빠른 속도로 TV 앞을 떠나고 있다. 미국 투자자문 회사 드리하
우스 캐피털(Driehaus Capital Management LLC)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인의 일간 영
상물 시청 시간은 268분에 달하며, 이중 OTT가 40.1%, TV가 5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드리하우스 캐피털은 OTT 시청 비중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 2022년경에는 5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영상 소비에 있어 OTT에 더욱 의존하는 현상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시청률 감소는 결국 지상파 방송국의 핵심 사업인 광고 매출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
이다.

표1

미국인의 일간 OTT 서비스 및 TV 시청 시간

OTT

(단위 : 분)

2017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98

108

119

113

148

166

10.2%

10.7%

11.2%

11.7%

12.2%

연성장률
전체 시청시간 대비 비중

36.9%

40.1%

43.7%

47.5%

51.5%

55.7%

텔레비전

167

161

154

147

140

132

-4.0%

-4.3%

-4.6%

-4.9%

-5.2%

연성장률
전체 시청시간 대비 비중

63.1%

59.9%

56.3%

52.5%

48.5%

44.3%

전체 시청 시장

265

269

273

260

288

298

1.2%

1.7%

2.3%

3.0%

3.8%

연성장률

출처: Driehaus Capital Management LLC

이러한 가운데, 미국 대표 지상파 방송국 CBS는 사업을 OTT 분야로 확장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체적인 시청자 계층을 중심으로 OTT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출시하고, 유료 구독
과 광고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적절히 조합하여 매출 다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CBS의 이러한 자구책은 최근 실적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2018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총 매출은 전년도 동기 31억 7,000만 달러 대비 3% 증가한 32
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CBS측에 따르면, 이같은 성과는 특히 자사의 구독형 스트리밍 서
비스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BS의 그간 OTT 시장 진출 전략을 검토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OTT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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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S의 OTT 시장 진출 전략

2.1. CBS All Access

지난 2014년 10월 출범한 OTT 서비스 ‘CBS 올 엑세스(CBS All Access, 이하, 올 엑세스)’는
올드 미디어가 온라인 시장에 진격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올 엑세스는 출시 초반 월 5.99달러의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지역 CBS 방송과 6,500여개 CBS 방
송 VOD를 제공했다. 또한, 올 엑세스 가입자들은 CBS 모바일 앱을 통해 CBS TV 프로그램 전체를
본방 다음날 바로 시청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전까지 CBS는 유료 방송 시장에서 재전송료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당시 일각에선 올 엑세스가 유료 방송 시장에서
CBS를 자기 잠식(cannibalization)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8월부터 CBS는 오히려 올 엑세스의 요금을 세분화하여 가입자 유치에 더욱 열을
올렸다. 기존 월 5.99달러 요금제와 별도로 광고 없는 월 9.99달러의 요금제를 마련한 것이다.1

그림 1

올 엑세스 제공 콘텐츠 예시

출처: CBS Corporation 홈페이지

1) 단, 실시간 TV 프로그램 시청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 내 삽입된 광고가 노출된다.

이와 더불어, 9.99달러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동영상 다운로드 및 오프라인 재생 등을 지원하기 시
작했다.

올 엑세스는 현재 NFL(National Football League) 경기 중계를 비롯한 지역 CBS 방송을 라이
브로 스트리밍하고 있다. 또한, 1만 여개에 달하는 CBS의 TV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올 엑세스 가
입자만을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렉: 디스커버리(Star Trek:
Discovery)>, <더 굿 파이트(The Good Fight)>, <원 달러(One Dollar)>, <스트레인지 엔젤
(Strange Angel)>, <노 액티비티(No Activity)>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더불어 여타 SVOD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10 등의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아마존 파이어 TV, 애플 TV, 삼성 스마트 TV 등에서도 올
엑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서드파티 SVOD 서비스를 한 데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아마
존 채널(Amazon Channels)과 제휴한 것도 올 엑세스의 사용자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2. SHOWTIME

올 엑세스가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자 CBS는 2015년 7월 프리미엄 유료 TV 채널 쇼타임
(Showtime)의 OTT 버전인 ‘쇼타임(SHOWTIME)’을 개시했다.2

OTT 버전 쇼타임은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만 가입한 이른바 ‘브로드밴
드-온리(Broadband-only)’ 시청자를 겨냥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료 TV 채널 쇼타
임은 2015년 기준으로 이미 미국 내에서 2,4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코
드커팅(Cord-cutting)’ 트렌드 이후 가입자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료 TV 채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OTT 버전 쇼타임을 내놓았다는 분
석이다.

2) CBS는 유료 TV 쇼타임과 OTT 서비스 쇼타임의 명칭을 영문 소대문자 표기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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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TT 버전 쇼타임 화면 예시

출처: CBS Corporation 홈페이지

쇼타임 역시 OTT 버전 출시가 자기잠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올 엑세스가
CBS의 2차적인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재전송료를 위협할 수 있는 반면, 쇼타임의 경우는 더욱 직접
적인 유료 채널 가입료 를 위협하는 ‘제 살 깎아먹기’식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내외적으로 쇼타임의 OTT 버전 출시가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코드커팅을 결심한 기존 가입자에게 오히려 쇼타임을 새로운 선택지로 제시하면서 서비스 이탈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지난 2018년 8월, CBS의 최고경영책임자 레슬리 문베스
(Leslie Moonves)는 “올 엑세스와 쇼타임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2019년에 총 구독자
800만 명 고지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며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자신했다.

2.3. CBSN

CBSN은 현재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OTT 서비스다. 2014년 처음
출시된 이 서비스는 시청자에게 24시간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 형태로 운영되는 CBSN은 웹과 앱으로 접속하여 뉴
스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출시 초기에는 지상파나 케이블 뉴스 채널의 경쟁자로 인식되었으나 실
제 뚜껑을 열고 보자 이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명났다. CBSN은 TV 뉴스 채널과는 완전히
상이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뉴스 채널이 다루지 않거나 중
요하지 않게 여긴 뉴스를 심층 취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 등 소셜 플랫
폼에서의 노출과 공유를 겨냥해 짧은 길이의 소셜형 뉴스 동영상을 공급 중이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CBSN은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총 스트리밍 건
수가 2억 8,700만 건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6년보다 약 17% 가량 증
가한 수치이다. 대선 기간이 뉴스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면 스트리
밍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7%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TV 방송 사업에 그간 CBS가 구축해온 브랜드와 광고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앞
으로 CBSN이 매출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 CBS측 발표에 따르면 CBSN
의 시청자 평균 연령대는 38세이며, 시청자 80%가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18~49세 사이에 포진
해있다고 한다.

그림 3

CBSN의 제공 예시(웹 버전)

출처: CBS Corpora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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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BS Sports HQ

CBS 스포츠 HQ(CBS Sports HQ, 이하 스포츠 HQ)는 CBSN과 마찬가지로 광고를 기반한
AVOD 서비스이다. 스포츠 HQ는 실시간 스포츠 중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존 CBS의
TV 스포츠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신 실시간 스포츠 관련 뉴
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경기의 심층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포츠 HQ가 제공하는 콘텐츠에는 CBS 소속 아나운서, 기자는 물론 역량 있는 외부 스포츠 애
널리스트 등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BS 인터랙티브
(CBS Interactive)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짐 랜조네(Jim Lanzone)는 “스포츠 HQ는
경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스포츠 팬을 위한 서비스”라 설명했다. 특히 스포츠 팬
들의 경우 시청 충성도가 비교적 높으며, 같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데, 이 같은 특성이 AVOD 모델을 작동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리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2.5. ET Live, CBSN Local

ET 라이브(ET Live)는 미국 연예계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OTT 서비스다. 2018년 10월 출시
된 이 서비스는 CBS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TV 뉴스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Entertainment Tonight)’이 가진 브랜드 파워를 OTT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CBSN이 미국 전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를 제공한다면, CBSN 로컬(CBSN Local)
은 지역 뉴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OTT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아직
그 구체적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지난 2018년 8월 CBS가 출시를 선언하면서 업계의 관
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CBSN 로컬의 첫 서비스 대상 지역은 뉴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LA 지역 등으로 확대될 방
침이다. 서비스의 운영은 각 출시 지역의 CBS 산하 혹은 관계 방송사와 협력하는 형태가 될 전망
이다. 예를 들어, 뉴욕 지역의 CBSN 로컬 서비스는 CBS TV 네트워크의 주력 방송국인 WCBS-

TV와 CBS 독립방송국 WLNY와 제휴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한편, ET 라이브와 CBSN 로컬
은 모두 AVOD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3. 마치며

3.1. 시사점

미국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CBS가 OTT 시장진출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물론 미국 TV 광고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른 매출 감소이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
는 지난 2018년 3월, 미국 TV 광고 시장의 위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료 방송서비스 해지가 본격화되고 OTT로의 시청자 유출로 인해 2018년 TV 광고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5% 줄어든 698억 7,000만 달러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비중도
2017년 33.9%에서 2018년에는 3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과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의 호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마케터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 미국 광고 시장에
서 TV 광고의 비중은 2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OTT 서비스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상파 존립의 원천인 TV 광고 시장에서의 리스크 증대와 온라인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시
키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BS가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AVOD 서비스를 여러 개로 나누었다는 점을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시청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담보하며, 광고주에게는 더욱 정교한 타
깃화 광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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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향후 전망

콘텐츠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TV와 OTT에 있어 제공 콘텐츠를 달리하는 전략으로
자기잠식을 방지한 CBS의 향후 전망은 밝아 보인다. 무엇보다 CBSN, 스포츠 HQ, ET Live,
CBSN 로컬 등이 해당되는 AVOD 시장이 앞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AVOD 서비스 사업자 수모(Xumo)의 콜린 피트리-노리스(Colin PetrieNorris)는 “넷플릭스, 아마존, 훌루 등의 서비스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월 30달러의 구독료를 지출
해야 한다”며,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AVOD를 SVOD의 대체재나 보안재로 인식하고 있다”
고 역설한 바 있다. 특히 밀레니얼 이후 새로운 경제 중심축이 될 미국의 Z세대(Gen-Z)는 금융
위기를 겪는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영향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AVOD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고, 이미 기존 TV 방송 시
장에서 구축한 브랜드를 통해 해당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CBS의 향후 전망 역시 밝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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